
미용식품 소재의 최신동향

- 노화방지와 련된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속화됨-

김 범 근

식품기능연구본부

Ⅰ. 서 론 

  피부 리  미백(美白)을 목표로 하는 미용

련식품은 건강, 미용지향의 증가에 향을 받아, 

노년층뿐이 아닌 다양한 계층으로 폭넓게 확장되

어 재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용 련 식품

을 통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은 검버섯, 주름, 미백

책  윤택한 효과, 노화방지 등 매우 범 하

여, 보충물 뿐만 아니라 음료, 과자 등 일반식품의 

분야에도 다양하게 제품이 개발되어 있으며, 원료

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다양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다. 본문에

서는 미용식품시장에서 잘 알려진 콜라겐과 히알

루론산을 필두로 식품재료  화학재료 등 미용재

료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들의 개발, 연구동향  

시장에서의 응용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내면미용의 개념이 침투

최근 피부를 윤택하게 보 하고 자외선으로 부

터 피부 트러블을 보호하는 등의 ‘피부 리ㆍ미백’

을 컨셉으로 한 미용식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으며, 노화방지를 한 제품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모든 화장품 제조사는 물론 일반식품  

음료 제조사에서도 피부 리ㆍ미백 책 상품이 

계속해서 발매되고 있으며, 재료로는 비타민 B, C, 

E, 콜라겐 등과 함께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엘

라스틴, 콘드로이친, 식물추출물 등 다양한 재료가 

이용되고 있다. 한 ‘장내정화’  ‘스트 스 

책’, ‘수면 개선’의 효과를 내면 미용에 근하려고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향은 피부의 상태  

외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습 , 특히 불균형한 

식생활  스트 스에 의한 향도 큰 몫을 차지

하는 것으로 여겨져 신체의 내ㆍ외부로부터의 스

킨 어의 요성이 크다고 단되어, 소  ‘내면 

미용’의 개념이 침투하여 왔다고 말할 정도다. 이

에 부가 으로, 시장 확 의 배경에는 약사법, 경

표법의 개정 등에 의해 표시 련 규제가 엄격하

게 되어, 약사법에 되지 않고 효과를 나타내

기 쉬운 미용식품으로 개발이 환되고 있다는 

, 건식마   구매의 심이라고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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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여성을 심으로 노화에 의한 몸의 쇠퇴

를 막고자 하는 것, 즉 노화방지를 의식하는 사람

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을 들고 있다. 이후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과제라 한다면, 소비자층의 

요구를 확실하게 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가네보’화장품 ‘에스테틱라이 ’ 

연구소가 10-70  여성 약 1만 명을 상으로 ‘연

령변화에 따른 피부질환’을 주제로 앙 이트를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연령에 비례하여 잔주름과 검

버섯을 필두로, 건조 등과 련 있는 증상 등이 

두되었다(그림 1). 한, 일본능률 회총합연구

소 마 , 데이터뱅크가 올해 5월에 발표한 ‘06 

스킨 어 요구총합조사’에서는, ‘스킨 어 화장품

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 하고 있는가?’의 물음에 

해 1 는 ‘보습효과, 건조 책’이 84%를 차지하

으며, 이하 ‘미백, 화이트닝 책’이 66%, ‘자외

선 책’이 59%로 뒤를 이었다. 3년  비슷한 조

사를 한 것과 비교하 을 때, 1,2 가 바 었으며, 

보습을 기 하는 사람들이 27포인트 상승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미용식품 분야에 있어서도 비슷

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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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별 피부질환 변화

2. 체감으로부터 에비던스(evidence)를 중시

미용식품시장의 확 요인의 하나로, 소비자의 

‘체감’을 반 하는 원료공 자의 극 인 기능성 

연구에의 활동과, 일반식품에도 사용하기 쉬운 범

용성이 우수한 제품개발이 진 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미용식품 소재의 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콜라겐은, 지 까지 소비자의 ‘체감’에 의해 

시장이 확 되어, 재 원료공 자에게는 학, 연

구기 과 공동으로 극 으로 에비던스의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소재분야에서도 

보여진다. 에비던스 베이스로 포도종자 추출물과 

두 이소 라본 등 다양한 미용식품 소재를 제안

하는 ‘킷코만’에서는 임상 실험에서 연령별 생리작

용 등을 검증하고 있으나 이후의 과제로서 보다 

효과 인 섭취방법의 검토를 통해 피부의 건강유

지, 증진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의 효과에 해 

해명하기를 원하고 있다. 로부터 얻은 세라마이

드를 제안하는 ‘일본제분’에서도, 경구섭취에 의한 

피부의 보습효과에 해 학회 발표를 하는 등의 

움직임이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향을 주고 있

다. 주요한 기능과 작용기 등은 표 1과 같다. 

상 작용기능

기미

활성산소제거

치로시나아제 해

멜라노사이드 증식제어

피부미백

탄력 하

피부세포 재생

에스트로겐 작용

피부주성분의 보

콜라겐 합성 진

히알론산 합성 진

세라마이드 합성 진

콜라겐나아제 해

에라스타제 해

여드름 아쿠네균라 아제 해

표 1. 주요 작용 기능

건조 잔주름 기미 탄력․저하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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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주로 피부 리, 미백 소재의 연구개

발 동향에 해 보고자 한다. 

Ⅱ. 피부 리소재의 개발 동향

1. 콜라겐펩타이드

콜라겐 시장은 최근 건강미용식품 수요의 증가

와 함께 차 확 되고 있다. 재 식용으로서의 

연간통계량은 약 2,800톤 정도로, 년 비 약 

155%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  돼지 유래 원

료(돈피, 돈육)가 약 1,500톤, 어류 유래 원료가 약 

1,100톤 정도이다. 수요내역은 식품  건강식품이 

약 7-8%, 의약, 화장품이 약 1-20%, 기타가 약 

10%를 차지한다. 말단제품의 형태로는 드링크, 

우더 타입이 가장 많다. 한 부제로서 이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피부 리ㆍ미용을 목 으로 

하는 제품에는 높은 비율로 배합되고 있다. 재 

돼지 유래 원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어

류 련 문의도 늘고 있어 수요 증가를 기 하고 

있는 목소리도 높다. ‘신 젤라틴’은 돈피유래의 

‘SPF 시리즈’, ‘800F시리즈’, 어류 유래의 ‘이크오

스’시리즈를 매한다. 돼지, 어류와 함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어류 유래의 제품이 호조

를 보이고 있어, 미용을 목 으로 매되는 건강

식품과 음료에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칫소’에서

는, 엄선된 농어 등과 같은 해수어류 유래의 ‘마린

콜라겐올리고’의 매를 수행하고 있다. 산소분해

기술에 의해 어류 특유의 냄새와 맛을 폭 으로 

감시키고 있어, 평균분자량 900-1,100, 분산도 

1.8-2.0의 분포를 나타내는 올리고펩타이드보다 낫

다고 한다. 이로부터 피부와 장에서의 흡수성이 

좋아 콜라겐펩타이드, 아미노산복합에 합하다. 

제품으로는 단백질 함량 85% 이상으로서 보충물

과 화장품을 상으로 하는 ‘마린콜라겐올리고CF', 

단백질함량 80% 이상으로서 산성음료를 상으로 

하는 ‘FD' 등이 있다. 본 회사에서는 독자 으로 

에비던스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

에 기획에서 제품화까지 노력하고 있다. ‘마루하’

에서는 어류 유래의 ‘Fish 콜라겐 WP'를 공 한

다. 수산회사의 로벌한 원료 조달력을 바탕으로 

독자 인 기술로 어류 특유의 냄새  맛을 폭 

감한 것 이외에, 용해성도 높여 음료, 캅셀 등으

로의 응용성이 확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본 

회사에서는 20-40  여성 약 40명을 상으로 보

습효과  주름 개선 작용에 한 이용성을 확인

하 다. 한 작용기작을 유 자 수 으로 해병하

고, 먼  학 등과 공동으로 새로운 연구에 착수

하 다. 작년 부터 주로 캅셀 원료로서 ‘Fish 젤

라틴 마루하-230’의 제안도 시작하 다. ‘정원수산’

에서는 북해도의 수산가공품 제조사의 강 을 살

려, 국내산 연어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처리한 연어

피 유래의 ‘마린콜라겐’을 공 하고 있다. 연어피의 

탈지(脫脂)에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소 을 

이용하여 탈지시켜 열수처리하는 등 국산원료를 

안 제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본 회사

에는 에비던스의 축 을 꾀하고 있어 in vitro로 

섬유아세포증식작용을 확인하는 것 외에, 아토피성 

피부염 모델 NC마우스에 있어 피부염의 진행제어

와 증상개선을 확인한 바 있다. 재 미용효과를 

검증하 고, 이후에도 에비던스의 축 을 진행하면

서, 미용 는 건강증진을 꾀하고 있다. 

‘일본햄’에서는 콜라겐펩티드인 ‘C-LAP’, 돈피 

유래의 ‘P-LAP’ 등을 매한다. 최근 1년에는 II형 

콜라겐과 콘드로이친을 함유하는 ‘C-mucoll’의 수

요가 증하고 있다. 기능성에 해서는 피부재생

효과, 피부의 보습효과, 염의 발생제어효과, 

만성 류마티즘 개선효과, 골량, 골 사 진과 

통완화효과에 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제라

이스’는 돈피콜라겐을 정제하여 호흡이 빠른 트리

펩타이드인 ‘HACP’의 소개를 강화하고 있다. 분자

량 280이며, 분자 트리펩타이드를 15% 이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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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여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생산 진효과가 확인

된 바 있다. 작년에는 미용을 목 으로 매하는 

보충물, 드링크에 한 문의, 조회가 많았고, 이용 

상품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 ‘동양발효’는 올해 

부터 북 서양산 구의 껍질을 원료로 한 fish 

콜라겐의 공 을 시작하 다. 본 제품은 수년에 

걸쳐 일본과의 공동 개발로 완성한 제조기술을 기

로 국에 제조, 품질검사를 한 바르크를 수입

하여, 일본에 량 검사하는 이 의 품질 리체제

로 제조되고 있다. ‘소진수산화학공업’은 해수어 

유래의 수용성 콜라겐인 ‘마린매트릭스’를 공 하

고 있으며, 경구섭취에 의한 피부 수분량 등에 

한 시험을 수행하여 유의차 검증을 마쳤다. ‘니치

로’에서는 연어피 유래의 ‘마린콜라겐 펩타이드’를 

매하고 있으며, 연어를 원료로 하는 것과 바다

의 이미지를 차별화하면서, 보충물과 드링크 등을 

제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연구 등을 통한 자

료 취득에도 극 으로 임하고 있다. ‘유니테크푸

드’에서는, 세계 톱클래스의 젤라틴 제조사의 원료

를 매하고 있다. 라이업은 테이라피아를 원료로 

한 어류 유래의 ‘콜라겐펩타이드 FGH’와 돈피 유

래의 ‘동 APC’, 하이그 이드버젼의 ‘PCH’이다. 특

히 어류 유래의 원료에 해서는 신규 문의와 돼

지로부터의 교환수요가 높다고 한다. ‘루스로’사에

서는 원재료 소스를 다종다수(多種多數)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통공상회’에서는 한국 젤텍사 제품

인 휘시콜라겐펩타이드의 원료 공 을 시작하

다. 원료는 동물약과 같은 것을 일  사용하지 않

고 양식한 테이라피아의 것을 사용하 다. 활성탄

을 이용함으로써 어취를 제어하여, 평균분자량이 

2,000이하이기 때문에 용해성에도 좋다고 한다. 

2.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는 미용식품 설계에 있어서 가장 

요한 소재로서, 착실하게 그 입지를 확고하게 하

고 있다. 원료시장규모는 약 15억엔으로 확  경

향이 계속되고 있다. 식물계의 소재인 추출물, 

소맥추출물 등은 미용식품에의 이용도가 높으나, 

최근에 수산업 제조사로부터 유(乳)유래품의 

극 인 이용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제분’

의 ‘니푼세라마이드’는 정제도가 높아 자유지방산

과 같은 불순물이 극히 은 고품질품이다. ‘-RPG 

( 루코실세라마이드 함량 6% 이상)’은 흡습하기 

어려운 백색 분말품으로 미용식품과 기능성 식품

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RLG ( 루코실세라마

이드 함량 3% 이상)’은 유화형태로서 드링크  

젤리에 이용 가능하다. ‘-MP ( 루코실세라마이드 

함량 3% 이상)’은 국내산 마이타  100% 유래품

이다. 동해 학 의학부와 공동으로 수행한 보습효

과에 한 실험에 의하면 피부의 수분증발량을 제

어하여 각질수분량을 높게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니치카’가 개발하는 루코만난 유래의 세라마

이드 소재도 순조롭게 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년에는 특히 형제품으로의 이용이 많다고 한

다. ‘먹는 화장품’을 컨셉으로 한 미용 보충물은 

물론 미용음료 등에도 이용이 확 되고 있다. 이 

밖에 옥수수 유래의 세라마이드를 본격 으로 공

하고 있다. 옥수수 세라마이드는 유효성분인 

루코실세라마이드를 1, 3, 10% 함유하고 있다. 3% 

제품에 해서는 분말과 소 트 캅셀용의 유분산

제제가 매되고 있다. 1% 제품은 물에 선명하게 

가용화되도록 제조된 마이크로에멀 으로 음료를 

상으로 한다. 열안정성이 좋고, 풍미가 좋다는 

평가를 사용자로부터 얻고 있어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 첨가식품의 함량분석, 보존

시험 등도 행해지고 있다. ‘일환팔코스’에서는, 

유래의 수용성 세라마이드 ‘피트세라마이드’를 제

안하고 있는데, 라인업으로는 스핑고 지질함량이 

1%  10%의 두 종이 있다. 본 회사에서는 특허

출원제법의 고순도화 기술과 특허출원한 제제화 

기술에 의해 물에 가용화되는 분말세라마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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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 다. 맛과 냄새를 감한 백색분말로 분산

성도 좋기 때문에 보충물은 물론 음료 등에도 폭

넓게 이용 가능하여, 작년 발매 이후, 문의가 이어

지고 있다. 생리활성에 해서는 실험을 통해서 

보습효과 등의 확인을 마친 상태이다. ‘오리자 유

화’에서는 유래의 ‘오리자 세라마이드’를 매하

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세라마이드 함량 3, 6%의 

엑기스 분말은 보충물에, 유화형태는 음료제품 등

을 심으로 이용이 진행되고 있다. ‘설인유업’에

서는 우유 유래의 ‘ 크세라마이드 (MC-5)’를, 

년 하반기부터 공 을 시작할 정이다. ‘타츠아 

재팬’을 매 리 으로 하여 양사에서 소재 매를 

하고 있다.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기술에 

의해 막농축에 의해 제조한 분말제품으로, 스핑고

미엘린 함량 5% 이상을 규격화한다. 풍미가 좋고 

물에 용이하게 분산되어 비교  가격이 낮다. 

3. 히알루론산

콜라겐과 함께 피부 리재료로서 꾸 히 이용

되고 있는 재료로서, 미용ㆍ피부 리를 목 으로 

하는 보충물을 시작으로 미용음료에도 이용되고 

있어 식품용도로의 이용이 증하고 있다. 시장규

모는 원료기 으로 30억엔 후로 추정된다. 히알

루론산 원료에는 추출, 정제한 천연유래의 것과 

발효배양으로 생산한 것 두 종류가 있으며, 재

는 자의 유통량이 많으나 안정공 의 에서 

볼 때 앞으로 발효배양원료의 이용이 확 할 것으

로 측하고 있다. 원료의 유통가격에 해서는 

그 이드에 따라 다르지만, 10억엔  반-60억엔

로 추정한다. ‘큐피’에서는 닭 벼슬에서 추출한 

정제도가 높은 히알루론산인 ‘히알루론산HA-F(히

알루론산함유량 95% 이상)’을 취 한다. 미용을 

목 으로 하는 보충물 뿐만 아니라 검 등 일반식

품에도 이용이 확 되고 있으며, 2005년 매실

은 년 비 약 120% 호조를 나타내었다. 장기경

구섭취에 의해 피부의 수분과 윤활성이 높다고 하

는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 한 작년부터 공 을 

시작한 발효제조품 ‘히알루론산 HA-LF (95% 이

상)’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후 용도

개발  제안 등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마루

하’에서는 추출물인 ‘HPC (5% 함유)’와 발효법에 

의한 정제도 90% 이상의 ‘히알로퓨어’를 취 한다. 

고품질의 제품공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호조

를 보인다고 한다. 본 회사에서는 지 까지 동물

을 상으로 ‘HCP’의 보습효과 등을 확인해왔으

며, 임상실험으로 미용효과의 검증을 진행하 고, 

최근 이 연구 성과가 보고될 정이라고 한다. ‘엘

에스코퍼 이션’에서는, 닭 벼슬로부터 추출 정제

한 분자량 히알루론산 제제인 ‘히알로콜라겐’을 

매한다. 그  반은 콜라겐으로 히알루론산 함

량이 5%로 규격화되어 있다. 이러한 조성은 체내

에서 분해 후, 피부의 구성성분에 합성되기 쉽다

고 한다. 쥐 실험을 통해서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

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특히 보수효과에 해서는 인공 인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을 복합한 것에 비교하 을 때, 약 7배의 

보수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동양발효’에서는 

Shandong Freda Biochem 사(社)의 고순도 히알

루론산의 국내로의 소개를 시작하 다. Shandong

사는 미국과 국의 합병으로 생겨난 회사로서, 

제조는 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순도는 90% 이

상이며, 본품을 사용한 미용(보습)효과에 한 임

상결과  각종 안 성실험결과를 보유하고 있다. 

4. 콘드로이친유산

콘드로이친은 수분보습력이 극히 높은 물질로, 

의 연골 에 많이 존재하여 윤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루코사민과의 병용 등을 통해 

염 응소재로서 인지도가 높다. 고령화가 진

행되는 것과 함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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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되나, 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피부세포

에 활력을 주는 효과를 노리는 미용용도가 확 되

고 있다. 콘드로이친의 식품원료로서의 수요량은 

200톤 정도이며, 원료는 상어, 연어, 돼지, 소 등으

로부터 유래한 제품이 있으나, 시장에서는 상어연

골로부터 유래한 제품이 80% 이상으로 추정된다. 

‘마루하’에서는, 식품, 건강식품용 수 의 상어연골 

유래의 ‘콘드로이친 SCP (20% 이상)’과 고순도품

인 ‘SCP-NB (40% 이상)’을 제조․ 매한다. 본제

품은 독자 인 제법으로 추출한 콘드로이친유산과 

단백질을 복합하여 만든 것으로, 형태는 수용성 

분말이다. 연구동향으로는 콘드로이친유산 의 

단백질이 요산의 합성을 해하는 작용과 골 도 

강화작용, 피부 리작용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일

본바이오콘’에서는 덴마크산 고품질 돼지콘드로이

친을 취 한다. 콘드로이친 함량 20% 이상의 

‘20FF’ 40% 이상의 ‘40FF’ 있으며, ‘20FF’은 

용해성을 높인 형태이다. 매에 있어서는 최근 많

은 소비자들을 심으로 고순도의 ‘40FF’을 사용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 비동물 소

재를 찾는 소비자를 상으로 연어유래의 콘드로

이친의 취 도 시작하 으며, 고품질  합리 인 

가격 책정을 하고 있는 이라고 한다. 

5. N-아세틸글루코사민

N-아세틸 루코사민은 경구섭취에 의해 피부조

직 의 히알루론산양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확인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미용식품에 이용되고 있

다. 년 들어 ‘소진수산화학공업’의 일부 특허기

한이 끝나가는 계로 이를 수입하는 제조사가 증

가하고 있어 시장의 확 가 기 된다. ‘소진수산화

학공업’이 매하는 천연형 N-아세틴 루코사민인 

‘마린스와이트’는 미용  응소재로서 호조

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히알루로산 생산물질

이기도 하며, 피부 리  노화방지를 목 으로 

하는 제품으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본 회사

에서는 이 맹검시험(二重盲檢試驗)으로 피부의 

보수  윤활도의 유지를 확인하고 있다. ‘ 이아

이화성’에서는 한국 바이오 미칼 ‘amicogen사’ 제

휴하여, 천연형 N-아세틸 루코사민 (상품명: 키

토모스트 AC)의 본격 매를 시작하 다. 본제품은 

갑각류 등의 키틴을 원료로 amicogen사 독자의 

효소분해법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재 국내에

서 유통되고 있는 기존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보증

한다. 본 회사에서는 이후 amicogen사와 의하여 

각종 에비던스의 취득에 힘써, 건강식품  화장

품용 소재로서의 매를 노리고 있다. 

6. 엘라스틴

엘라스틴은 피부   등의 합성조직에 존

재하여 고무탄성양의 신축성을 갖고 있으며, 조직

의 유연성에 여하는 단백질이다. 피부내의 엘라

스틴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며, 빛이 있는 경우 

더욱 빠르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 츠사

마’에서는 어류피 유래의 엘라스틴과 콘드로이

친, 콜라겐의 3가지 성분을 합쳐서 ‘삼 일체’에 

의한 피부 리컨셉의 제안을 하고 있다. 이것 것 

단독투여보다는 효과가 높다고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일본바이오콘’에서도 구(魚) 유

래의 엘라스틴 가수분해물을 매하고 있으며, 덱

스트린 등의 부형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고품질

품이다. 다른 미용소재와 조합하여 부제로서 사용

되고 있다고 한다. 

7. 프라센터

라센터는 미백, 얼룩, 주름의 개선 등 피부에 

한 기능을 시작으로 면역, 세포부활, 행(血行)

진작용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화장품 등의 미

용소재로서 부터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



240    국내 ․외 기술정보/ 미용식품 소재의 최신동향

용식품소재로서도 이용되며, TV  인터넷 등을 

심으로 하여 유통 매되고 있고, 미용클리닉과 

캅셀형태의 제품이 매되고 있다. ‘일환팔코스’에

서는, 국산 SPF 돼지유래의 ‘ 라센터엑기스분말

-PSG’를 음료 수 의 ‘ 라센터엑기스PF’를 매

하고 있다. 화장품 용도로의 실 이 평가되어, 유

통 매, 미용클리닉 루트 등에서 매하는 고부가

가치상품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본 회사에서

는 동물실험을 통해 항피로효과를 in vitro로 연골

세포분화제어작용을 확인하 으며, 이후로 미용

련 자료의 취득도 검토하고 있다. 

8. 핵산

핵산은 유 자인 DNA과 그 유 자정보에 의한 

특정 단백질의 합성에 여하는 RNA가 있으며, 

세포내의 유 자를 보호하여, 세포의 신진 사를 

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높은 체감성은 

고령 여성층을 심으로 압도 인 지지를 얻어, 

노화방지, 미용소재로서 정착하 다. 최근 수년간, 

수용성을 함유한 nucleoprotein이 많은 인기를 얻

었으나, 작년부터 수용성 DNA 공 도 본격화되

어, 원료유통량은 nucleoprotein, DNA, RNA 등을 

통틀어서 70-80톤 정도로 추정된다. ‘엘에스코퍼

이션’에서는 해산의 원료  OEM 공 을 행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성장이 진되고 있다고 한다. 

원료의 라인업은 nucleoprotein, DNA-Na, RNA 

등이다. Nucleoprotein이 공 량의 다수를 유하

고 있으나, 이를 효소처리한 수용성핵산인 ‘뉴클리

겐’을 이용하여 음료분야에서 착실하게 매실

을 올리고 있다. 

9.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에 해서는 지 까지 베타카로틴

을 심으로 생리작용이 해명되어 왔으나, 리코펜

과 루테인, 아스타키산틴이라고 하는 신규 소재의 

기능성연구가 행해지고 있어, 그들의 우수한 항산

화 작용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횡홍유지공업’에

서는 ‘아스타키산틴유제 0.5%’를 심으로 샘 웍

을 하고 있으며, 미용 등에 련된 문의가 많다고 

한다. 분산이 잘되기 때문에 음료  젤리 등에 

이용되는 ‘클리어에멀젼’과 주로 상으로 하는 상

품의 복합소재로서 알려진 카시스  블루베리 등

의 폴리페놀과 조합하여 침 이 되지 않는 ‘클라

우디에멀젼’의 2가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 루

테인의 leading company인 미국 민헬스사의 일

본법인 ‘ 민재팬’에서는, 새로운 미용재료로서 

‘Flora GLO 루테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민제

펜에서는 매 트 인 ‘ 양상회’를 통하여 소

트캅셀을 상으로 20% 혼탁액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미국 민사의 루테인 매는 DSM nutrition 

Japan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연구정

보  이용정보를 포함하여 상품개발을 해 지지

를 하고 있다. 루테인의 국내 원료시장규모는 순

제품을 환산하여 약 3-4톤 정도이다.

10. 토코트리에놀

토코트리에놀은 비타민E의 일종으로 팜유  

겨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 일본에서는 팜

유 유래  겨 유래의 원료가 공 되고 있다. 

‘에자이푸드 미칼’에서는 토코트리에놀을 65% 

함유하는 ‘토코트리트92’와 유동성이 좋은 유회

분말형태의 ‘토코트리트 우더’의 2종을 라인업

한다. 본 회사에서는 일본 토코트리에놀 연구회

의 운 보조와 함께 독자 인 에비던스의 구축

도 극 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람을 상으로 

심 계에의 작용  피부 리작용에 한 에

비던스의 축 에 주력하고 있다. ‘ 양상회’에서

는 말 이시아 카로테크사의 천연 팜 토코트리

에놀인 ‘tocomin 50%’를 매하고 있다. 비타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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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뿐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스쿠알 , 휘트

스테롤, 코엔자임Q10, 카로티노이드 혼합물 등 

다양한 식물 양소를 함유하는 이 특징이다. 

재 피부의 보수에 있어서 연구가 성황리에 진

행되고 있으며, 이미 ‘경구  국소 인 부 의 

응용에 해서도 각질층에 우선 으로 축 된다’, 

‘자외선 등이 원인인 산화 손실에 한 많은 방

어작용을 야기한다’, ‘피부의 노화와 피하의 콜라

겐 기질의 산화를 방한다’ 등 다양한 연구결과

가 명확하게 밝 져 있다. 

11. 식물엑기스

‘환선제약’에서는 냉성(冷性)개선  부종 책

소재로서 ‘히아츠 엑기스 우더-MF’를 제안하고 

있다. 같은 제품의 생리활성에 해서는 ‘ 행 진

작용’, ‘eNOS 생산 진작용’, ‘ 확장작용’ 등

이 확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의 정보로서

는 평소부터 부종에 시달리는 20 , 30 의 여성

을 상으로 한 ‘부종개선’에 한 자료 등도 있다. 

본 회사에서는, 다른 각종 식물 엑기스를 풍부하

게 라인업하고 있으며, 콜라겐 제품에 부소재로서 

이용이 진행되는 등 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Ⅲ. 미백소재의 개발동향

생체 내에서 항산화작용을 갖는 식물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은 멜라닌 색소합성효소인 티

로시네이즈의 활성  염증을 유발하는 히알루로

니다아제의 활성을 해하여, 자외선에 의한 피부

의 피해를 경감하는 것으로부터 최근 피부 리, 

미백 련 소재로서 성장을 거두고 있다. 소재의 

이미지가 좋고, 체감성이 높기 때문에 공 자 각

사에서 백데이터의 축 에 힘쓰고 있는 도 큰 

요인이다. 여기서는 주목되고 있는 미백을 목 으

로 하는 소재를 골라서 소개하고자 한다. 

1. 폴리페놀

폴리페놀류의 기능성 연구가 극 으로 진행

되고 있는데, 폴리페놀에는 활성산소제거능, 항균, 

항산화, 콜 스테롤 상승제어기작 등이 높이 평가

를 받고 있다. 미용에 련된 것으로는, 티로시네

이즈 활성 해작용에 의한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 

피해 제어효과가 기 되고 있다. ‘킷코만’에서는, 

에비던스 기 로 각종 미용식품 소재를 공 하고 

있으며, 피부의 얼룩  노인성 간반(肝斑) 응소

재로서 포도종자 pro anti-aging에 합한 ‘그라비

놀’, 주름 응용으로 콩으로부터 얻는 이소 라본 

소재인 ‘소이액트’ 등을 제안한다. ‘오리자 유화’에

서는 라이치 종자액기스, 흑미액기스, 월견 액기

스 등을 미용재료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무엇

보다도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라이치 종자 

액기스로 피부 리를 목 으로 하는 식품과 미용 

보충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라이치 종자액

기스에는 로이코시아니진을 심으로 로시아니

진 A2, 아도시아닌계의 시아니진 배당체, 말비신 

배당체와 탄닌, 사포닌 등의 활성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주요한 기능으로서는 콜라게네이즈 해

작용, 티로시네이즈 해작용 등이 있다. 한 흑

미액기스도 미용소재로서의 인지가 진행되고 있는

데, 이용건수도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월견 액기스의 경우 강력한 활성산소제거능을 가

지며, 피부로의 효과로는 미백작용, 피부세포의 노

화방지 등이 확인되어 있다. 신소재인 키  종자

액기스의 기능성에 해서는 여드름의 발생원인이

라고 알려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제어작용과 

아쿠아균 유래의 lipase 해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다. 장미에는 탄닌의 일종인 오이게닌 등의 폴

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항알 르기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히알루론산분해효소의 억제작용도 

있어서 주름억제소재로서도 기 되고 있다. 

‘동양발효’에서는 유효성분인 오이게닌의 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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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공하여 ‘rose crysta’ 랜드에 원료 공 을 

하고 있다. 폴리페놀 함유량은 약 10%이며, 독자

인 에비던스를 취득하고 있어 화분증 뿐만 아니

라 다른 기능성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동양신약’

은 랑스 해안에 있는 소나무 껍질 액기스인 ‘

라반제놀’의 원료  OEM 공 을 한다. 라반제

놀은 폴리페놀 에서도 특히 높은 항산화력을 가

지고 있는 OP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임상

시험  기 연구를 통해 류개선, 콜라겐생성

진, 분해제어, 엘라스틴 분해제어 등의 피부 리

련 정보에 해 알려져 있다. 식품을 시작으로 화

장품 등 다방면으로의 개발을 꾀함과 동시에 기능

성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트 이드피어’  ‘일본

시벨헤구 ’에서는 오퍼리서치사가 제조하는 랑

스해안소나무 껍질 액기스인 ‘피크노제놀’의 원료 

 OEM 공 을 한다. 이 소재에 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 에서 기 연구  임상연구 등 다

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재까지 발표된 연

구논문은 150편이 넘는다. 미용에 련된 자료로

서는 콜라겐  엘라스틴과 강하게 결합하여, 그

들의 효소에 의한 분해를 해하는 기능과 항염증

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다. ‘상반식물화학연구소’에

서는 각종 식물 액기스를 라인업한다. 피부 리, 

미백소재로 최근 특히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는, 엔쥬 유래의 ‘루틴’이라고 한다. 루틴은 라

보노이드의 일종으로 비타민 P 작용을 가지고 있

어, 모세 강화  항산화작용, 항염증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

에 본 회사에서는 노화억제 소재로서의 제안을 강

화하고 있다. 다른 피부 리, 미백 소재로서는 포

도 종자추출물인 ‘비노페론’, ‘하톰기액기스’ 등이 

있다. ‘세티’에서는, 포도유래의 스베라트롤 함유

액기스 분말(상품명: 스 드)의 매를 시작했

다. 스베라톨 함유량은 5%로 규격화되어 있다. 

스베라톨은 색 와인과 포도과피 에 존재하

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자외선과 미생물 등의 외

부로부터의 공격에 해 포도 자신을 지키기 해

서 생체 제어물질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

안 연구가 활발하여, 심장질환과의 련  항암

작용, 항산화작용, 항알 르기 작용, 항LDL의 산

화 해작용, 소 응집 해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

다. 해외에서는 연령에 따른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

고 한다. 본 회사에서는 이들의 생리작용에 주목

하여 노화방지소재로서 제안할 방침이라고 한다. 

소재명 작용기능

소이아크트
이소 라본아 리콘과 함께 40 mg/day×3개월간

⇒ 피부탄력개선, 주름악화제어효과 등

그라피놀

로안토시아니딘과 함께 160 mg/day×6개월간 

⇒ 기미개선

로안토시아니딘과 함께 200 mg/day×6개월간

⇒ 노인성 색소반 개선 등

클랜베리 아쿠네큔 라 제 해작용(in vitro) 등

표 2. 깃코만사 제품소재의 미용개선 데이터

3. 글리소딘/옥시카인

‘뉴트리션액트’가 소개하는 리소딘/옥시카인

은 멜론으로부터 추출한 항산화효소 (SOD)를 소

백 리아진으로 코 한 차세 형의 항산화소재이

다. 소맥 리아진에 의해 멜론 SOD는 산의 

향으로 보존되어, 오히려 소장 이엘 으로 들

어가게 된다. 이러한 멜론 SOD는 이엘  내에

서 시그 반응을 일으켜 SOD를 유도한다. 건강

유지를 해서는 체내의 산화/항산화 균형을 정

상 으로 보존하는 것이 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소딘은 이 독스균형을 조 하는 

유일한 식품소재로 차세 형의 항산화소재라고 

입지를 굳히고 있다. 피부에 한 연구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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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 과다피부를 가진 150명을 상으로 행하

다. 이후 피부에 한 추 실험  염증제어효과

가 있다고 하여, 최근 자료가 발표될 정이다.

4. 알파-리포산

알 -리포산은 미국에서 노화방지, 항산화로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는 식약(食藥)구분 개정으로 식품으로서의 취 이 

가능하게 된 04년 가을부터 보충물 등으로의 상

품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시작할 당시에는 다

이어트를 목 으로 붐이 되었으나, 05년 여름까지

는 다이어트상품으로 이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

고, 그 이후에 노화방지  미용식품으로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다이어트 방면으

로의 개발이 된 것 뿐 아니라, 다이어트 련 자

료 취득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6월 27일에 행해

진 알  리포산연구회에의 발표에서도, 미용  

다이어트 련의 발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

자 각사는 독자 인 에비던스를 취득하여, 다이어

트에도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 다. 알 -리포산의 

세계 인 공 자인 ‘카기루(구 데구사푸드)’에서는, 

아리퓨어라는 상품명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보충물 시장에 이용제안을 했다. ‘입산화

성’에서는 원말 팔크공 을 메인으로, 각종 제제 

제조사와 제휴를 맺고, 정제, 캅셀, 분말, 산제, 크

림, 젤 등의 제품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가공한 ‘아쿠아리포’는 열

안정성  수분산성이 좋기 때문에, 소 트캅셀 

 각종 드링크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본 회사에

서는 알 -리포산이  V.E 농도를 하시킨다

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항산화  알콜분

해효소에 한 유 자의 증가작용에 해서 발표

하 다. ‘오리자 유화’에서는 독자 개발한 알 -리

포산의 공 을 시작하 다. 기능성연구도 진행되

고 있어, 멜라닌 생성 제어작용  섬유아세포증

식작용 등의 미용효과를 해명한다. 수용성을 높인 

가용화액도 개발되어 있어 건강식품용도 뿐만 아

니라, 음료, 화장품 용도로의 제안도 극 으로 

개하고 있다. ‘동양발효’에서는 유기용매가 없는 

원말 (原末), 오일코 품,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독자 인 노하우로 장기 으

로 안정성 있게 용가능할 것으로 측하며, 부

가 으로 생체 합성시험을 수행하여, 풍부한 자

료로 용 제안을 하고 있다. 피부 리용도로 특

화한 제안제료도 보유하고 있다. ‘횡홍유지공업’에

서는 물에 녹지 않는 알 -리포산을 물에 분산되

기 쉽게 한 ‘알 -리포산수용화액 10%’를 취 한

다. 물에 깨끗하게 분산하는 제제의 소개로 알 -

리포산을 사용한 상품 설계를 재검토하는 경향이 

있어 수요는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드라보’

에서는 알 -리포산 포 체인 ‘aquria 알 -리포

산’을 개발하 다. 알 -리포산을 CD로 포 하는 

것에 의해 가공 성을 좋게 개선가능하며, 다양한 

제품에의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알 -리포산함량 

8% 이상의 ‘SP’, 20% 이상의 ‘P’를 보유하고 있

다. ‘SP’는 물에 완 하게 용해하기 때문에 드링

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코그니스제펜’에서는 알

-리포산원료인 ‘Lipoec’를 취 하고, 제품에 가

공하기 쉽게 제제화한 하량 10%의 가용화제제를 

매하고 있다. 

5. 아세로라

‘니치 아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천연비타민 C 

원료인 ‘아세로라 우더’ 시리즈를 매하고 있으

며, 05년 실 은 년 비 50% 상승하 다. 미용

계 보충물의 소재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 약 80%가 보충물, 약 20%가 음료용도로 이용

되고 있다. 특히 콜라겐을 사용한 제품에의 이용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콜라겐과 조합하여 

이용하는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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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바이오’에서는 라질산 ‘아세로라 우더’

를 취 한다. 아세로라를 농축, 미분말화한 것으

로서, 비타민 C를 17% 이상 함유한다. 천연비타

민 C 소재로서는 뿌리 깊게 인기를 얻어 지속

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보충물이 주상품이지

만, 빵과 음료 등 일반식품에의 수요도 꾸 히 증

가하고 있다. 

<출처 : 食品と開發, 4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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